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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번호인식을 위해선 수많은 번호판 데이터가 필요하다. 번호판 데이터는 과거의 번호판부터 최신의 번호판까지 균형 있는 데
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과거의 번호판부터 최신의 번호판의 데이터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인조 번호판을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생성하여 딥러닝을 통한 번호판 인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조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한다. 기존 데이터 증강 방식은 단순히
밝기, 회전, 어파인 변환, 블러, 노이즈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증강 방법으로 인조데이터를 실제 데이터 스타
일로 변환하는 스타일 변환 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실제 번호판 데이터는 원거리가 많고 어두운 경우 잡음이 많이 존재한다. 단순히
입력데이터를 가지고 문자를 인식할 경우 오인식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문자인식 향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문자인식을 위하
여 화질개선 방법으로 DeblurGANv2 방법을 적용하여 번호판 인식 정확도를 높였다. 번호판 검출 및 번호판 번호인식을 위한 딥러닝
의 방식은 YOLO-V5를 사용하였다. 인조 번호판 데이터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동차 번호판을 수집하여 테스트
셋을 구성하였다. 스타일 변환을 적용하지 않은 번호판 검출이 0.614mAP를 기록하였다. 스타일 변환을 적용한 결과 번호판 검출 성능
이 0.679mAP 기록하여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번호판 문자인식에는 화질 개선을 하지 않은 검출 성공률은 0.872를
기록하였으며, 화질 개선 후 검출 성능이 0.915를 기록하여 성능 향상이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Abstract

A lot of license plate data is required for car number recognition. License plate data needs to be balanced from past license 
plates to the latest license plat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obtain data from the actual past license plate to the latest on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license plate recognition study through deep learning is being conducted by creating a synthetic 
license plates. Since the synthetic data have differences from real data, and various data augmentation techniques are used to solve 
these problems. Existing data augmentation simply used methods such as brightness, rotation, affine transformation, blur, and noise. 
In this paper, we apply a style transformation method that transforms synthetic data into real-world data styles with data 
augmentation methods. In addition, real license plate data are noisy when it is captured from a distance and under the dark 
environment. If we simply recognize characters with input data, chances of misrecognition are high. To improve character 
recognition, in this paper, we applied the DeblurGANv2 method as a quality improvement method for character recognition, 
increasing the accuracy of license plate recognition. The method of deep learning for license plate detection and license plate 
number recognition used YOLO-V5. To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the synthetic license plate data, we construct a test set by 
collecting our own secured license plates. License plate detection without style conversion recorded 0.614 mAP. As a result of 
applying the style transformation, we confirm that the license plate detection performance was improved by recording 0.679mAP. 
In addition, the successul detection rate without image enhancement was 0.872, and the detection rate was 0.915 after image 
enhancement, confirming that the performanc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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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딥러닝의지도학습은 많은양의훈련 데이터와훈련데

이터에 레이블을동시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이루어진다. 
데이터의클래스가불균형할경우불균형한데이터집합에

서많은부분을차지하는다수클래스와 적은 부분을차지

하는소수클래스의샘플개수를균형있는데이터 셋으로 
만든다. 어떤클래스의데이터개수를조절하는가에따라언
더샘플링기법과오버샘플링기법으로분류된다[1]. 오버샘플
링은적은클래스의데이터를랜덤하게복제하여수를늘리

는 것(Random Over-Sampling)이다. 그리고 언더샘플링은
적은클래스의데이터크기에맞도록다수클래스의샘플들

을랜덤하게제거하는방식(Random Under- Sampling)이다. 
번호판의 경우 과거의 번호판 데이터부터 최신의 번호판

데이터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다양한 종류의 번호
판 데이터를 균형 있게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클래스의불균형문제점을해결하고자인조데이터를가지

고번호판데이터를학습하는연구[2]가진행되고있다. 인
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

여 높은 성능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메인 적응

(Domain Adaptation)[3] 방법이있다. 인조번호판데이터와
실제 번호판 데이터간 도메인 차이에 의한 성능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도메인의데이터로학습된모델을다
른도메인에적합하도록변환하는작업을도메인적응이라

한다. 하지만 본논문에서는실제 번호판의 데이터없이학
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데

이터 증강 방식을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데이터 증강 방법은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
이터의 다양한 변이를 배움으로써, 학습 모델의 과적합

(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데이
터증강기법을크게분류하면, 영상처리기반의증강방법과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4] 
기반의증강 방법이 있다. 영상처리 기반의 증강방법에는
영상의 기하학적(Geometric) 변환, 컬러 공간 변환, 커널
필터, 랜덤 지움, 이미지 혼합 등이[5]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밝기혹은공간적 정보를변형하는 등의 데이터증

강방법은변형전원본이미지의속성과많은부분닮아있

다. 따라서 이미지가 가진 속성들의 다양한 변이를학습하
지못해큰성능향상을이루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

증강 방법이 다양한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최근에
는 학습 이미지의일부를 잘라 내거나이미지들을섞는방

식[6][7][8][9]으로간단하면서도학습성능을끌어올릴수있는

데이터증강방법들도소개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정형화
된번호판데이터를생성하기위해인조번호판데이터생성

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기존인조번호판생성프로그램은
번호판에잡음, 크기변환등의기법을임의로적용하여다양
한 형태의 인조 번호판을 생성하였다. 인공 번호판에 실제
번호판의스타일변환과정을거쳐단순데이터증강으로학

습된결과대비인조번호판의검출성능을향상시켰다. 또
한검출된번호판의해상도가낮거나잡음을많이가지고있

어번호판의문자판별의정확도가낮아지는문제가있다. 본
논문에서는검출된해상도가낮은번호판을적대적생성네

트워크인 DeblurGANv2[10] 방법을사용하여이미지향상후
문자를 인식하여 성능의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Ⅱ. 본 론

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본논문에서제안하는인공번호판데이터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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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훈련 파트와 추론 파트로 표현하였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Block diagram of system

훈련 파트에서는 인공 데이터 생성을 통해 획득한 데이

터를 실제 번호판 스타일로 변환해 준다. YOLO-V5[11] 학
습을위해서는 416x416 크기로주변환경데이터및자동차
앞부분을 추가하여 실제 자동차의 이미지로 변환한다. 자
동차앞부분은다수의자동차앞부분을수집하여랜덤하게

선정한다. 416x416 크기의이미지는다양한환경에일반화
가가능하도록데이터증강방법을 수행한후 학습을진행

한다. 학습은번호판검출과번호판글자인식부분으로구
분하여 2번의 학습을 진행한다. 추론 파트(Inference Part)
에서는 학습된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이미지(Real Image)
을 입력으로 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검출한다. 검출된 번호
판영역은 DeblurGANv2로학습된이미지개선단계를거
쳐이미지를향상후번호판의글씨를인식한후최종결과

값을 출력한다. 

2. 관련연구

2.1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은 크게 1단계 검출 방식과 2단계
검출방식으로나눌수있다. 2단계검출방식은객체의후보
영역(Region Proposal)을검출후객체의후보영역에대한
객체분류및객체의위치를추정하는방식이다. 1단계검출
방식은두가지단계를한번에처리하는방식을말한다. 1단
계검출방식은비교적빠르지만정확도가낮고 2단계검출
방식은비교적느리지만정확도가높은특징이있다. 2단계
검출방식의대표적인방법으로 R-CNN[12], Fast R-CNN[13], 
Faster R-CNN[14] 등이있고 1단계검출방식으로는 SSD 계
열[15]과 YOLO(You Look Only Once)[16][17][18][19][11]계열이

있다. 본논문에서는객체검출을위해실시간처리가가능
하고, 가장최근에발표한 Yolo-V5를사용하였다. Yolo-V5
는 2020년 6월에 Glenn Jocher가발표한파이토치(Pytorch)
를사용하는객채검출방법이다. Yolo-V5의모델은 4가지
로 나눌 수 있는데 표 1과 같다.

Model size Speed
v100(ms)

params
(M)

FLOPS
640(B)

YOLOv5s 640 2.0 7.3 17.0

YOLOv5m 640 2.7 21.4 51.3

YOLOv5l 640 3.8 47.0 115.4

YOLOv5x 640 6.1 87.7 218.8

표 1. YOLO-V5 모델
Table 1. YOLO-V5 Model

본 논문에서는 m 모델과 l 모델을 사용하였다.

2.2 스타일 변환
스타일 변환의 대표적인 방법은 Image Style Transfe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20] 방법이 있다. 해
당 방식은 CNN을 활용해 이미지의스타일을 전송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스타일 변환을 위해 사용되는 손실은 식
(1)과 같이 컨텐츠 손실과 스타일 손실로 구분한다.

 


 
 (1)



456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6권 제4호, 2021년 7월 (JBE Vol. 26, No. 4, July 2021)

전체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Image Style Transfer Using CNN 구성도
Fig. 2. Block diagram of Image Style Transfer Using CNN

해당 방법은 스타일 변환을 위해 매번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시간이오래걸리는문제가있다. 이러한문제를개
선한 AdaIN Style Transfer[21] 방식은 자신이 원하는 임의
의스타일이미지로부터스타일정보를가져와서실시간으

로 빠르게스타일 변환이 가능하다. 그림 3은 AdaIN Style 
Transfer 전체구성을나타낸다. AdaIn는식(2)와같이특정
공간 내에서 특징 통계량(채널 단위의 평균, 분산)을 전달
함으로써 스타일 변환 역할을 수행한다.

  


 (2)

       ∶ 콘텐츠 이미지, ∶ 스타일 이미지

AdaIN을이용하여다른원하는이미지에서스타일정보
를 가져와 식(3)과 같이 적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인조 번호판에 실제 번호판 스타일을 적용하였다. 
(0.0 ~ 1.0) 값을통하여동적으로스타일반영정도를조
절 가능하다.

   (3)

       : AdaIN 스타일 변환
    : encoder에 의해 압축된 latent vector

그림 4는 값에따른번호판스타일변환이적용된결과

를 나타낸다.

그림 4. 값에 따른 스타일 변환 결과
Fig. 4. Style Transfer result of   value

값이너무 큰경우번호판 데이터가 심하게 바뀌는 문

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
여 값을 0~0.5 값으로 랜덤하게 생성하여 스타일 변환을
한다. 다양한실제번호판을수집하여스타일변환을할경
우 랜덤하게 실제 번호판 선택하여 실제 번호판 스타일로

변환을함으로써번호판의검출 성능에 향상을 주었다. 스
타일 변환을 위해 쌍을 이루지 않은(Unpaired) 데이터로
학습하는 cycleGAN[22]을 적용하여 스타일 변환을 수행을

하였으나 좋은 성능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3 인조 번호판 생성
본 논문의 인조 번호판 생성방법은 기존 “3차원 회전을
이용한 인조 번호판 생성기의 번호판 인식 성능 비교”[23] 
방법을기반으로 3차원인조번호판을생성하였다. 인조번

그림 3. AdaIN Style Transfer 구성도
Fig. 3. Block diagram of AdaIN Styl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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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판 생성 순서는 번호판의 종류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번
호판 배경의 규격에 맞는 숫자와 한글 이미지를선택한다. 
숫자와 한글은 번호판 규격에 맞게 랜덤하게 선택된다. 심
볼및볼트는규격에맞게선택된다. 선택된번호판, 숫자, 
한글, 볼트또는심볼 이미지가 조합하여 번호판의 이미지
를 만들게 된다. 인조 번호판 생성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인조 번호판 생성
Fig. 5. Create an synthetic license plate

2.4 데이터 증강
생성된 인조 번호판 이미지는 스타일 변환을 거쳐 실제

데이터와유사한환경을만들기위해표 2에정리된내용과
같이 확률적으로 번호판을 생성한다. Fog의 경우 Auto- 
mold Road Augmentation Library[24]를 사용하였다.

Method Parameter

Gray Probability : 20%

Bright Min factor : 0.6
Max factor : 1

Noise Gaussian
Probability : 67%

Fog Coeff 0.08 ~ 0.4

Blur Kernel : 3x3
Probability : 50%

표 2. 데이터 증강 파라미터 정보
Table 2. Data augmentation parameter information

다양한 데이터 증강 방식을 거쳐 최종 학습데이터로 사

용한다. 학습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순서는 먼저 인조 번호
판을생성한후스타일변환을거쳐번호판을생성한다. 학
습을위한크기인 416x416 크기의배경으로 실제배경이

미지를사용하고, 차량 전면은 실제 자동차의 이미지를 사
용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6은실
제 차량 전면에 사용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6. 차량 전면 이미지
Fig. 6. Vehicle front image

배경과 차량 전면 그리고 번호판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이미지는 데이터 증강 과정을 거쳐 죄종 학습데이터로 생

성된다. 그림 7은가상데이터생성부터데이터증강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가상 데이터 생성부터 데이터 증강 과정
Fig. 7. From synthetic data creation to data augmentation process

2.5 문자 검출 및 화질 개선
문자 검출을 위해서 총 85개의 클래스로 구분하여 학습
을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번호판 검출단계와검출된 번
호판영역에서 자동차번호문자검출단계로구분하여이

루어진다. 실제 번호판 데이터는 야간이나원거리 혹은 화
질 저하로 인하여 문자 검출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야간의 경우 번호판의 배경과 번호판 내부 글자와의 화

소 값 차이가 적게 나기 때문에 번호 인식에 오류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해상도(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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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알고리즘으로 SR-GAN[25], EDSR[26], ESR-
GAN[27]등의방법이연구되고있다. 하지만실제초해상화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를 분석했을 때 결과 인조 데이터에

대해선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실제 이미지가 입력되었을

경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원인은 스타일 변환된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점에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블러한 영

상을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성능 향상이 될것으로 판

단하여 DeblurGAN[28], DeblurGANv2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성능향상이 높게 나오는 DeblurGANv2을 사용
하여 이미지의 화질을 개선하였다. DeblurGANv2는 적
대적 신경망 네트워크(GAN)을 사용하며, 이중 스케일
판별기가 있는 상대론적 조건부 GAN을 기반으로 한다. 
핵심 구성 요소로는 FPN(Feature Pyramid Network)을 디
블러링(deblurring)에처음사용하고 백본으로는 Inception- 
ResNet-v2[29], MobileNetV2[30]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백본으로 MobileNetV2를 사용하였다. 그림 8은 Debulr 
GANv2의 구조를 나타낸다.

3. 실험

본논문에서는자동차 번호판및자동차번호판글자인

식을 위하여 YOLO-V5를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그림 9는
학습에 사용된 자동차 번호판 이미지와 번호판 문자에 대

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License plate Character of license plate

그림 9. 학습에 사용된 번호판 이미지와 번호판 문자 이미지
Fig. 9. License plate image and licence plate character image used 
for learning

붉은 색 박스는 Ground Truth를 나타낸다. 정상적인 번
호판은 숫자가 많고 한글이 적기 때문에 클래스 불균형이

심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번호판 글씨 인
식을 위해 번호판에 한글을 추가로 넣음으로써 클래스 간

불균형을 개선하였다. 번호판 검출을 위하여 50만장의 데
이터를사용하였다. 학습은 90%인 45만장은학습데이터로
사용하였고, 5만장은 검증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구축한데
이터 셋을 기준으로 학습 모델은 YOLOv5m, YOLOv5l을

그림 8. DebulrGANv2 구조
Fig. 8. Structure of DebulrGA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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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으며 이미지의 크기는 416x146으로 설정하였다. 
에폭은총 15회로하였다. 번호판검출테스트는실제도로
에서촬영한영상을가지고 3가지의도로영상으로테스트
하였다. 화면의 크기는 1920x1080 이며 번호판의 크기가
25 픽셀보다작은경우무시하였다. 표 3은번호판검출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mAP
Testset Style, m Style, l m l

1 0.677 0.614 0.545 0.607

2 0.519 0.498 0.464 0.410

3 0.678 0.577 0.512 0.453

표 3. 번호판 검출 결과
Table 3. Result of plate number detection

Style은 스타일이 적용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의미
하고, m, l 은 YOLO V5 m, l 모델을의미한다. 스타일이
적용된 m 모델로 학습하였을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옴
을알수있다. 그림 10은스타일변환적용할경우와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Result of style transformation 
applied

Result of without style 
transformation applied

그림 10. 스타일 변환 적용 결과
Fig. 10. Results of applying style transformation

스타일이적용된경우번호판검출이성공하지만스타일

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번호판 검출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있다. 본논문에서는인조번호판이미지를실제번호판
처럼변환하기위해 cycle-GAN 방법을사용하여실험하였

다.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인조 이미지에 cycle-gan 적용 결과
Fig. 11. Results of applying cycle-gan to synthetic image

그림 11과같이 cycle-GAN의경우인조번호판데이터와
실제번호판데이터를가지고학습한결과원하는결과가나

오지 않았다. deblurGANv2는 384x96 크기로 10만장의 이
미지를 이용하여 학습하였다. 학습데이터는 쌍으로 구성되
며, 생성된인조데이터와인조번호판에실제이미지의스타
일을변경하고데이터증강방식이적용된이미지를쌍으로

사용하였다.  총학습데이터는 10만장을사용하였고, 10만장
중 실제 학습데이터는 95,000장으로 진행하였으며, 학습시
컬러를사용할경우어두운밤의사진이나간혹실제색상과

다르게나오는현상이발생하여회색(Gray) 이미지로변경하
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회색 이미지로 학습을 진행할 경우
원본의컬러를유지하고번호판의글자만개선되었다. 그림
12는 데이터 증강을 통해 생성된 인조 번호판에 deblur 
GANV2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Ground Truth Augmented Image Enhanced Image

그림 12. 인조 이미지에 deblurGANV2 적용 결과
Fig. 12. Results of applying deblurGANV2 to synthetic image

그림 13은 데이터 증강을 통해 생성된 실제 번호판에
deblurGANV2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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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Image Enhanced Image

그림 13. 실제 이미지에 deblurGANV2 적용 결과
Fig. 13. Results of applying deblurGANV2 to real image 

본논문에서는초해상도기법으로 ESR-GAN, EDSR 방
법을 테스트 하였다. 결과는 그림14와 같다.

ESR-GAN

EDSR

그림 14. 초해상도 방법의 결과
Fig. 14. Result of th super-resolution methodz

그림 14의 각각의 방법에서 위 2개는 인조 번호판에 대
한결과이고, 아래 2개는실제번호판의결과이다. 인조번
호판의 경우엔 결과가 잘 나오지만 실제 번호판의 결과는

좋은성능이나오지못했다. 이미지개선을위해본논문에
서는 deblurGAN[30], DebulrGANv2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
하였고, 테스트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5000장에 대해

Ground truth와개선된이미지간의이미지품질측정지표
로 많이사용하는 PSNR(Peak Signal-to-noise ratio), SSIM 
(Structual Similarity)를 사용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논문에서는좀더좋은결과가나온 DebulrGANv2를사
용하였다. 

PSNR SSIM

DeblurGAN 14.69 0.71

DeblurGANv2 18.67 0.79

표 4. PSNR, SSIM 결과
Table 4. Result of PSNR and SSIM

번호판글자인식을위해총 60만장의데이터를사용하였
다. 구축한데이터셋을기준으로모델은 YOLOv5m을이용
하였으며 에폭은 20으로하였다. 이미지의 크기는 416x146
으로설정하였다. 테스트시사용한 총번호판은 635장을사
용하였고숫자 번호는 3818자 한글 문자는 720자을 사용하
였다. 그림 15는 테스트 이미지에 Deblur GANv2가 적용여
부에 따라 실제 번호 검출 결과를 나타낸다.

DeblurGANv2
Applied

DeblurGANv2
Not Applied

그림 15. DebulrGANv2 적용 결과
Fig. 15. Results of applying DeblurGANv2

붉은 색의 박스는 실제 번호판의 글자를 검출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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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번호판의 화질이 좋을 경우에는 차이가거의없
지만 번호판의 데이터가 야간의 경우 번호판 배경의 화소

값과번호판의번호값의차이가크지않을경우번호인식

이 잘 되지 못함을 그림15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번호판
의숫자데이터와 한글 데이터간 불균형이심하기 때문에

mAP 뿐 아니라 글자 인식의 정확도를 같이 측정 하였다. 
실제 테스트할 경우에는 실제 번호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에대한클래스가적게나오게된다. 글자인식정확도
는 Ground Truth 데이터와 가장 큰 IOU를 기준으로하여, 
해당 위치에서 검출된 글자의 값과 Ground Truth의 실제
값과 동일한 결과일 경우 정상인식으로판별하였다. 이미
지 개선 적용 후 번호판 글자 인식 결과는 표 5와 같다.

DeblurGANV2
Applied

DeblurGANV2
Not Applied

mAP 0.64 0.62

Total Accuracy 0.915 0.872

Number Accuracy 0.941 0.898

Character 
Accuracy 0.781 0.732

Plate Number 
Accuracy 0.737 0.732

표 5. 이미지 개선 적용 후 번호판 글자 인식 결과
Table 5. License plate character recognition result after applying im-
age enhancement 

Ⅲ. 결 론
 
본논문에서는인조번호판을이용하여차량번호판인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인조 번호판 생성을 통해학습에필
요한 데이터를 확보 하였다. 인조 번호판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번호판의 종류를 균형 있게 생성이가능하였다. 인
조번호판에 대한 데이터증강방법으로 다양한방식이있

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실제 번호판의 스타일 변환을 적용

함으로써실제번호판검출에 성능 향상이됨을확인하였

다. 번호판글씨인식을위하여번호판검출과동일한방식
을 사용하지만 번호판의 문자의 경우 숫자와 한글 등 총

85개의 클래스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와 번호판 영역보다

작은 영역을 나타냄으로 정확한 검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한 실제 환경에서는 야간이나 원거리 등의 다양한 환경에

서잡음이나왜곡에의한검출의어려움이있다. 이러한문
제를개선하기 위해 본논문에서는학습시번호판에 한글

데이터를 추가로 포함시켰고, 이미지 화질 개선을 위해

DebulrGANv2 방법을 사용하였다. 화질이 개선된 번호판
에서번호글씨인식의정확도가향상됨을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실제 자동차
영상에서번호판영역을검출하여인조번호판을적용하는

방법및 인조 번호판을실제스타일로변환하는 연구와번

호판의 화질 개선에 대한 연구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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